
<<운영규칙>>

* 스터디 모임 날짜: 
- 첫 공지와 변경된 5,7,8월 날짜 협의 및 9월 까지 연장 결정
- 3월17일; 4월14일; 5월12일; 6월16일; 7월7일; 8월18일; 9월8일
- 모임 날짜는 빅웨이브 캘린더에 올려질 예정

* 진행방식
-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스터디 주최. 정해진 facilitator가 읽을거리 추려서 3주전에 공지
하기! 
- 대략적인 로드 : 100-150p..!(도서, 학술지 논문, 기고문-아티클) 필독으로 마크되어 있
는 문서 외에는 멤버들이 영향껏 읽어오기 
- facilitator가 카카오톡 게시글을 올려주면 댓글로 각자 질문 올려주고, 답을 고민해오기
로

기후변화와 인문학 스터디 첫 모임 회의록 (20/3/17) 
스터디원: 오동재, 이민서, 이현주, 임윤지, 정지헌, 주도경, 박태현

<<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>>
우리에게 기후변화는?
- 인간의 영력에 실존적인 위협
-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며 생존에 변화를 깨치는 것
- 환경 전체에 대한 중요한 질문
- 가해자가 피해자기 될 수 있는 문제

우리에게 인문학은?
- 삶에 대한 전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학술
- 인간을 위한, 인간을 의롭게 하는 학문
-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찰

우리가 기후변화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?
-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개념정리
-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해결책
- 개인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부분 
-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‘어떻게’, 태도, 가치관 성립

<<기후변화와 인문학 스터디 커리큘럼>> 
1주차(4/14) - facilitator 도경, note taking 현주
역사



-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?    
경제
- 배출 넷제로라는 패러다임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가능할까?

2주차(5/12)- facilitator 동재, 민서 note taking 태현
정치 
- (국내) 왜 기후변화는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?
- (국내) 기후위기 속,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? 민주주의와 전체주의
- (국제) 기후변화로 인해 생긴 분쟁(난민 이슈, 분쟁 이슈 - 다르푸르 사태)

3주차(6/16) - facilitator 동재, 민서 note taking 지헌
인권
- 기후변화 난민 이슈에 대한 혐오는 없을까?
- 기후변화로 인한 혐오는 어떻게 확산될까?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?

4주차(7/7) - facilitator *지헌 윤지 note taking 민서
 교육
- 교육은 왜 이럴까?
- 19c 교육시스템이 유지되는 현 상황 속,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맞을까? 
-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, 교육의 개념은 새롭게 재편돼야할까?

5주차(8/18) - facilitator 현주 note taking 도경
가족/연애 
- 가족구성원 수의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은 어떨까? 선진국과 개도국, 중진국은 어떻게 
다를까?
-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하는가?

소비문화
- 기후변화 시대의 책임 있는 소비, 어떻게 할 수 있을까?(일회용품과 육류소비)

6주차 (9/8) - facilitator 태현, 지헌 note taking 윤지
심리/ 건강 / 종교 
-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적 영향과 심리적 영향은 어떨까?
- 심리적 영향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은 어떨까? 막는 방법은?
- 종교에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?

전문가 초빙 세션 논의
 "스페셜 세션" 또는 마지막 스터디에 전문가 초정 아이디어를 논의했고 스터디 방향에 따라 
3번째 모임(5월)에서 다시 논의하기 결정. 
관련 전문가는 스터디를 통해 더 알아보기로. 현재 생각하는 전문가:
- 조천호 박사님 (인문학은 아니시지만 기후변화와 사회연결고리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심)



- 김호기 교수님 (연세대 사회학 교수님, 사회현상 및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)
- 박상욱 기자님 (JTBC에서 취새설명서< '먼 미래'에서 '내 일'로 찾아온 기후변화> 시리즈 
기획)


